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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용중인재래식터널의유지관리및보수및보강을

위해지금까지3회에걸쳐‘터널의변상과조사’, ‘터널

의보수및보강(1)’및‘터널의보수및보강(2)’에대하

여 소개하 다. ‘터널의 변상과 조사’에서는 터널 변상

의원인및형태와공용중인터널의안정성평가를위한

조사및판정에대하여언급하 다. ‘터널의보수및보

강(1)’에서는터널변상의원인과형태에따른다양한보

수및보강공법을이론적으로소개하 다. ‘터널의보수

및보강(2)’에서는다양한재래식터널에발생한변상의

원인및형태에따라실질적으로적용된보수및보강공

법을 일부 소개하 다. 본문에서는‘터널의 보수 및 보

강(2)’에 이어 다양한 보수 및 보강공법의 적용을 소개

하겠다. 

2. 재료열화, 외력에의한보수및보강사례

2.1 아라미드섬유를 이용한 시트 접착공법

2.1.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520m

(2) 준공년월 : 1965년

(3) 단면형상 : 그림 1 참조

(4) 지형 및지질

본 터널은 동남동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표고 800~

300m의 반도 부근에 위치하는 고개를 통과한다.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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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및출처 : 猪熊明, 현장기술자를위한터널유지관리실태, 산해당, 2004

그림 1.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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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는바닷가부근까지넓게뻗어져있으며바닷가부

근에서는절벽을이루는리아스식해안(Rias, 해안선의

굴곡이심하고나뭇가지모양의만을이루는해안) 특유

의지형을나타낸다. 

본 터널이 위치하는 주변 지질은 중고생층에 관입된

전기 백악기화강암질 암체가 존재하며, 주로 석 섬록

암, 나트륨암, 화강섬록암으로 불리는 암석으로 이루어

졌다. 터널이위치하는지질은굳고단단한화강섬록암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반 표면부를 제외한 모든지반

은 풍화의 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고개로 이어지는

안쪽 부분에는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표 답사결

과, 현저한 파쇄부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굴

착되어지는 지반은 풍화정도가 서로 다른 암이 존재하

으나,  퇴적물은보이지않았고borehole 비디오촬

결과건전한지반으로판명되었다.

2.1.2 조사 및변상
(1) 조사

조사는 지하수수질시험(온도, pH, 전도도),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및 배면공동조사(전자파법, 간이 보링법),

콘크리트라이닝 재질시험(일축압축시험, 중성화시험),

지표답사를실시하고, 육안관찰조사로상세전개도를작

성하 다.

조사결과, 터널전반에걸쳐서결로에의해콘크리트

라이닝 중의 석회가 용출되어 콘크리트 라이닝 면위에

얇은막을형성하 으며, 지하수누수도전반적으로매

우많았다. 터널내모든콘크리트타설이음부에서는유

도배수관이 시공되었으며, 이 부분에서의 박리는 상대

적으로적었다. 지하수누수에의해전반적으로콘크리

트 라이닝 열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라이닝

면에서박리의가능성이있는부분도존재하 다.

콘크리트라이닝은다량의지하수에노출되었지만설

계 강도를 충분히 만족하는 값을 나타내었으며 중성화

도거의확인되지않았다. 부분적으로콘크리트라이닝

배면 공동과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부족이 존재하

으며이러한지점에서는표면변상과상관성이있어보

다. 부분적으로콜드죠인트, 들뜸및공동이중복되는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가 국부적으로 매우

얇게 존재하 다. 상대적으로 압좌성 변상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재상태에서는붕괴가발생할것으로예

상되는부분은보이지않았다.

(2) 변상현상

본터널에서볼수있는변상은점점이흩어져있거나

혹은연속된축방향및방사형태로발달한균열과시공

사진 1. 변상 상황

(a)

(b)



이음부로부터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 다. 콘크리트 라

이닝및측구의변형과노반부풀음같은큰변상은보이

지않았기때문에집중적으로작용하는큰응력은발생

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사진1)

터널의 아치부와 어깨부에 연속하여 발생된 축방향

균열은비교적큰응력에의한가능성도있으나배면공

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반의 느슨함에 의해

발생하는 연직압에 의해서도 동일한 변상을 보이기 때

문에배면공동을균열발생의주원인으로판단하 다.

지하수에의한지반유출및콘크리트라이닝열화에

의해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존재하는 부분에

서는측압에의한압좌와같은변상이발생할가능성이

있다. 또한방사모양의균열이발생한부분은지반의갑

작스러운붕괴가발생할수있으며, 폐곡선모양의균열

이 발생부분에서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일부가 붕락될

가능성이있으므로균열의보수및배면충전과같은대

책을수립하여야한다.

(3) 변상원인

느슨한토압, 재질열화, 누수, 배면의공동, 콘크리트

라이닝두께부족이변상의원인으로추정된다.

2.1.3 보수 및보강공법
대책공법의 선정에는 변상현상, 지반·지질 등의 환

경조건들에 의해 추정되는 변상원인 및 건전도 구분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최적의대책공법을수립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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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라이닝의
변상

있음 있음

있음

불명확함

측벽·차도에 향을
주지 않는 부위

교통장해로 되는 범위
(아치 120°)

아치 변형·측벽 팽창 변형의 진행성 별도해석

록볼트 보강공법+강판접착공법
(응급대책으로 계속관측)

쪼아내기+단면수복공법

무대책으로 계속점검

쪼아내기+단면수복공법+박리방
지용섬유시트접착공법
(혹은 이음부 보수공)

위험 부위들뜸·박리의 위험성

그림 2. 대책공법 선정 흐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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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상황(구조적 평가)

균열집중이있는가?

균열폭

무대책으로계속점검

무대책으로주)

계속점검

주) 배면 공동이 없는
경우는 라이닝 보강용
섬유시트 접착공법

교차부·블록의 박락 방지용
섬유시트 접착공법

1개소 인장 3mm

미만

압좌·전단

횡단방향과 직행 혹은 블록화

평행 혹은 집중

아치부와 아치 어깨부에 축
방향 균열이 있는가?

인장인가? 
압좌·전단성인가?

그림 3. 대책공법 선정 흐름도

지중 레이다 코어 시험

록볼트 보강공법+
강판접착공법

배면주입공법+록볼트 보
강공법+라이닝 보강용 섬

유시트 접착공법

배면주입공법+라이닝 보강
용 섬유시트 접착공법

배면주입

무대책

라이닝 보강용
섬유시트 접착공법

No

Yes

Yes

복수

Yes

No

No

1개소

15N/mm2 이상

15N/mm2 이하

설계의 1/2 이하

설계의 1/2 이상

변상이 있는가?

아치부와
아치 어깨부에 축방향 균

열이 있는가?

그림 4. 대책공법 선정 흐름도

복수 혹은 블록화

콘크리트 라이닝의
강도부족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부족·중성화

배면공동이
있는가?

아치의
변형과 붕괴의 위험성

이 있는가?



기본이다.

그러나작용토압, 콘크리트라이닝의강성, 지반의물

성을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대책공

법의설계는과거의사례를참고하여경험적판단에근

거하여실시하는것이현실적이다. 이러한경우배면주

입과내면보강이효과적인대책으로판단할수있으며,

실시공법의 예로서도 이 조합은 기본이기 때문에 현상

황에따라다양한조합을선택하는것이현실적인보수

계획인것으로판단된다.

이것들을고려한일본철도의「표준설계」를참고로독

자적인 판정기준을 이용하여 그림 2부터 5에서 보여진

대책공법 선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콘크리트 라이닝 경

간에대한대책공법의선정을실시하 다.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터널 전체에 대하여 배면 주

입공법을적용하여내하력을개선하 고또한콘크리트

라이닝 두께가 설계두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배면

주입공법을적용하여보강하 다.

들뜸과 박리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열화된 부분을 우

선적으로제거하고손상된기존콘크리트와보수재료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건전한 기존 콘크리트

부분까지 제거하는 것은 단면복구의 규모를 크게 하여

비경제적이고보수단면을크게하므로합리적이대책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수부분에서 새로운 박락의

위험성을가지고있는사례가많았다. 따라서섬유시트

중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 개발되고 있고, 단면 복구후

향을받는범위에서는박락방지용섬유시트를병용시

공하는것으로하 다.(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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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책공법

배면주입공법
(가소성 에어 모르타르) 주입공(SGP)

千鳥배치(3.0m 간격)

탄소 또는 아라
미드 섬유시트

거리표설치

균열 상황(누수상황 판정)

누수가 있는가?
누수 없음

누수 있음

균열폭
0.2 mm 이하

차수공법(균열 보수공법)

무대책으로 계속점검

배수공법 (선·면) 수발공법

그림 5. 대책공법 선정 흐름도

0.3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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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유의점
본터널에서사용된대책공법선정흐름도는철도터

널을참고로독자적으로작성한것이며, 현재는「설계요

령 제3집 본체공 보전편 H 10.10 일본도로공단」「도로

터널변상대책공법매뉴얼안H15.2(독) 토목연구소」의

발간과건전도평가와대책의정량적평가에관한연구

와개발이진행되고있다.

2.2 광(자외선)경화수지시트를이용한시트접착공법

2.2.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695.0m

(2) 준공년월 : 1909년

(3) 단면형상 : 철도복선단면(마제형, 벽돌식라이닝) 

(그림 7 참조)

2.2.2 조사 및변상
(1) 변상현상

본터널은1952년에서 1955년에걸쳐모르타르및숏

크리트를 사용하여 벽돌 라이닝 보수공사를 실시하

다. 보수공사후 보수 모르타르층이 열화하여 벽돌면이

노출되는부분이많이발견되었다.

2.2.3 보수 및보강공법
(1) 공법의개요

열화한모르타르보수층이벽돌라이닝으로부터박락

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외선경화형 FRP 시트공

법을채용하 다. 보수모르타르와벽돌라이닝사이부

분이열화되어보수모르타르의부착력을기대할수없

으므로, 시트를 붙인 후 시트와 동일 재질인 FRP판과

앵커볼트로 사용하여 시트를 벽돌 라이닝에 고정하여

일체화시키는방법으로시공하 다.(그림8)

(2) 재료(시트)

시트재료로는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유리섬유보강재

와자외선에의해단시간에경화하는특수수지를조합

사진 2. 섬유시트 접착공법

그림 7. 터널 단면

트롤리
(20,000V)

기전선
(20,000V)

시트공시공범위
(폭 6m)

신호고배
2호선
(6,600V)
피복선

신호고배
1호선

(6,600V)

전등저압선
(100V)

그림 8. 단면구조

앵커볼트
(SUS304 D12×250mm)

Double 너트 (M12)

기존 모르타르
보수부

기존 설치된
벽돌라이닝

시트
(두께 1.5mm)

FRP판
(폭120mm×두께 3.8mm)



한복합재료이며특히방수성, 내약품성, 및내마모성을

필요로하는혹독한환경조건에최적의재료이다.(표 1)

이 재료를터널보수공사에적용한경우다음과같은

장점이있다.

①공장에서시트로제조한것을사용하기때문에안정

적인 고품질의 보강단면층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시공이가능하다. 또한현장에서가공이용이하다.

②일체화한 피복층을 형성함으로서 터널내의 누수를

차단시킬수있다. 또한시트와라이닝사이에인위

적인공동을만들고이것을배수로로사용가능하다.

③내후성, 내마모성, 및전기절연성이요구되는열악

한환경조건에적용이가능하다.

④자외선경화형수지는열경화성수지에비하여시

공시작업환경조건(온도·습도등)의 향을받지

않는다.

⑤시트끼리 층층이 쌓아서 접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체성을확보하면서추가적인시공이가능하다.

그림 9는자외선경화형 FRP 시트에의한터널보수

공법의개요를나타내었다.

그림10은본공법의시공순서를나타내고있다.(사진3)

2.2.4 본 공사의평가
(1) 시공성에관하여

자외선을 짧은시간동안 시트에 쬐어 경화시킬 수 있

으므로작업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다. 특히모르타르

뿜어 붙이기를 이용한 보수단면과 같이 표면이 거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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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트의 특징

판두께 약1.5 mm

경화후의기계적성질
인장강도 80 N/mm2이상
휨강도 180 N/mm2 이상

강도방향성 전방향균일
수지주성분 에폭시아크릴수지
강화섬유 E Glass chopped strand mat
섬 유 600 g/m2

경화방법 자외선조사
경화시간 20분(자외선조도: 2,000μW/cm2 이상)

그림 9. 보수공법의 개요

자외선 조사·
대판 부착

시트 부착 앵커볼트 시공

그림 10. 시공 순서

바탕면 처리

먹줄칠

앵커공법

프라이머 도포

마감공법

시트 부착

시트 경화

연결판 부착

- 표면 세정
- 단면 결손 장소 보수
- 누수부분의 차수·배수 처리

- 배면의 투명 필름 벗기기
- 시트 부착
- 탈포 (내부의 기포를 압출)

- 접착제도포
- 연결판 부착
- 앵커볼트에 의한 고정

- 자외선 조사 (20분)
- 경화후 표면의 투명 필름 벗기기

<시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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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도시공이가능한것이확인되었다.(사진4)

(2) 작업성에관하여

우선 공장에서 가공한 시트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수

지조합과시트절단작업을생략할수있기때문에작업

의 대폭적인 간소화를 도모하고 좁거나 높은 부분에서

도단시간에효율적인시공을실시하는것이가능하다.

(3) 안전성에대하여

시공단면의 모르타르 보수부와 터널 본체의 벽돌 콘

크리트라이닝부의부착력을기대할수없는장소에서

도 연속된 재료와 앵커볼트를 병용하여 일체화 시키는

시공가능하다. 시공완료후열차통행에의해발생하는

풍압에의해시트가분리하지않는우수성을보 다.

또한시트는경화후에표면이반투명하게되며바닥과

의접착상황과균열등의상황을눈으로관찰하는것이

가능하므로장기적으로콘크리트라이닝상태관찰이가

능하고앞으로터널의유지·관리에유효한방법인것으

로도확인되었다.

(4) 지수성에관하여

단시간에 경화하고 일단 경화한 후는 방수층으로 되

어누수의 향을받지않으며용수가많은지역에서도

일시적인 차수 또는 배수처리를 시공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시공후은양호한차수성능이발휘되는것이확

인되었다.

2.3 강판접착공법

2.3.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92.5m

(2) 준공년월 : 1958년

(3) 단면형상 : 그림 11 참조

사진 3. 시트 부착상황

사진 4. 자외선 분사장치

그림 11. 표준단면도

터널중심 도로중심



2.3.2 조사 및변상
(1) 지형 및지질

본 터널은 V자형 사면 중앙

한복판에 시공된 도로 터널로

서 중생대 백악기의 니암과 챠

트가 서로 교차한 형태으로 분

포되어 있다. 특히 종점측에서

는 편압 지형을 나타내고 있

다.(사진5, 그림12, 13)

(2) 변상상황

종점측은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 어깨부부터 측벽에 걸쳐

서 경사방향의 전단균열이 다

수 발생하고 있다.(그림 14, 사

진6, 7)

(3) 변상원인

종점측에서발견된균열은지형에기인하는편토압의

작용,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부족 및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공동의존재에의한콘크리트라이닝의내하력부

족으로발생한것으로판단되었다.

2.3.3 보수 및보강공법
(1) 설계

본 터널의 편압 대책으로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내하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라이닝공법(현장타설 콘크리트

등)이 필요시 되었다. 그러나 라이닝공법을 적용할 수

있을정도로터널의내공단면여유를확보할수없기때

문에 내공단면을 지나치게 축소시키지 않고 전단 보강

효과를확보할수있는강판접착공법과주변지반을보

강할수있는록볼트공법을병용하는공법을채택하

다. 또한콘크리트라이닝배면에공동이존재하는부분

에는 배면 주입공법(가소성형 에어 모르타르)으로 공동

을 충전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내하력을 향상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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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종점측 갱구 횡단면도

사진 5. 종점측 갱구 전경

기점 종점터널 연장(현황) L = 92.8m

그림 12. 터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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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마련하 다. 또한강판의내구성을확보하기위

하여강판의표면을아연도금처리를하 다.

그림15는대책공법의표준단면도를보여주고있다.

그림 14. 콘크리트 라이닝 전개도(종점측 갱구부근)

스팬 번호

변

상

전

개

도

강측으로부터 거리

강

산

사진 6. 변상상황

(a)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부터 측벽의 균열상황(전경, 산측) (b)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부터 측벽의 균열상황(상세도, 산측)

사진 7. 변상상황

(a) 종점측 갱문 천단 균열 (b) 종점측 갱문 측변 (강측)의 큰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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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시공은야간전면통행규제에의하여실시하 다. 사

진 8은 강판 및 록볼트를 이용한 시공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시공순서는다음과같이하 다.

①배면주입공법

②바탕면표면처리공법(세정, 불륙수정, 누수처리)

③강판설치(여러 부분을 콘크리트 앵커로 고정하고

주위를코킹처리함)

④수지접착(에폭시계 수지를 주입하여 강판을 콘크

리트라이닝에접착)

⑤록볼트시공(강판에미리뚫려있는구멍에록볼트

를설치)

⑥표면처리(주입파이프제거등)

2.3.4 유의점
차량접촉에의해강판표면에서아연도금이분리되어

강판부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구성 유지를

위해서정기적인방청보수가필요로하다. 또한강판을

기존콘크리트라이닝에부착시킬때누수부분에서충

분한접착효과를얻기위해서는적절한바탕청소등누

수처리를확실하게할필요가있다.

2.4 가소성 모르타르를 이용한 배면주입공법

2.4.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3,915m

(2) 준공년월 : 1963년 3월

(3) 단면형상 : 철도단선, 특1호형(상부반단면선진공법)

(4) 지형·지질조건 : 화강섬록암

2.4.2 조사 및변상
(1) 조사 및계측

그림 15. 대책공법 표준단면도(일부)

터
널
중
심

도
로
중
심

대책 패턴 ①
No. 3 + 19.27 ~ No. 4+12.84

록볼트
STD510
-TD24
L=4.0m
@1.0m

확인공 SGP50A
주입공 SGP50A

배면주입공 가소성

구절선
배수공

강측 산측

록볼트
STD510-
TD24
L=4.0m
@1.0m

사진 8. 강판 및 록볼트의 설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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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레이더탐사

전자파에 의한 비파괴 방법으로 콘크리트 라이닝 두

께및콘크리트라이닝의배면공동깊이를터널연장방

향으로3개의지점(지점간격50m)에서약6,120m에대

하여조사를실시하 다. 그결과터널콘크리트라이닝

두께는6~70cm 으며, 천단및양쪽측벽이두껍게나

타났고, 양측 어깨부에서 1~2m정도 아래 부분이 가장

얇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콘크리트라이닝의배면

공동깊이는10~120cm정도로추측되었다.(그림16)

ⅱ) 보링조사

콘크리트라이닝의두께를확인하기위하여코어시편

을 채취함과 동시에 코어구멍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라

이닝 배면의 내부조사를 실시하 다.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가 4~10cm정도로 얇은 부분도 있었으며, 코어구

명에서 수 10cm 떨어진 지점에서는 20~40cm 두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터널연장방향으로 배면 공동의

연속성은확인할수없었으며국부적인현상인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개지점에서채취된코어시편에서는

300 kgf/cm2 이상의강도를가지고있었으며콘크리트

라이닝재료로서충분한강도를가지고있는것을확인

할수있었다.

(2) 변상현상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과 지반과의 사이에 공동이 존

재하고있는것이발견되었다.

2.4.3 배면주입
(1) 배면 주입

배면공동으로암반의붕락을억제하고콘크리트라이

닝배면의공동확대를방지하기위한대책으로배면주

입을 실시하기로 하 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라이닝

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배면주입을위하여경량모

르타르 및 초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지만, 지하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기포의 소실에 의해 초속경 성질을

잃게되고모르타르가유출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그래서, 푸딩과같이자립하는것이가능하면서유동성

을가질수있도록두가지액체를혼합한가소성모르타

르를이용하여배면주입을수행하 다.(사진9)

(2) 콘크리트라이닝보강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가 극단적으로 얇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보강을 실시하 다. 또한 결손부에

는강판을부착하고그위에아라미드섬유시트를부착

하 다.

2.5 우레탄계 재료를 이용한 배면주입공법

2.5.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총연장 2,544m

(2) 준공년월 : 1976년 3월

(3) 단면형상 : 마제형 (그림 17 참조)

(4) 지형 및지질조건

본터널의주변지역은지형적특징에따라북동측과

남측으로크게나뉘어진다. 남측은상당히가파른웅장

한 장년기의 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곡은 모두 V자

계곡으로이루어져있다. 한편북동측은능선부근이비

교적급경사면을나타내고있지만전반적으로는완만한

그림 16. 레이더 탐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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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를나타내고있다.

남측 지질은 화강섬록암, 화산암류 및 조립현무암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는 혈암과 응회암류도 분포하고 있

다. 또한북동측지질은혈암, 응회암, 니암등이분포하

고있다. 그림18은지질개요도를보여주고있다.

2.5.2 조사 및변상
보수공사전에는 육안관찰 및 배면공동조사가 이루어

졌으며배면공동의존재및지하수유출이확인되었다.

보수공사중에는시공관리로서터널내관찰조사, 균열

변위조사, 천단 및 각부 침하측정, 내공변위측정, 록볼

트축력측정및지중변위측정을실시하 다.

변상조사 결과 그림 18에 나타난 1,300~1,345m 구

간에서콘크리트라이닝에전단균열이집중적으로발생

한 것을 확인하 다.(사진 10) 또한 콘크리트 라이닝이

터널내부로 려나와콜드조인트가어긋나있는부분도

존재하 다.(사진11)

2.5.3 보수 및보강
본터널의변상부분은몬모릴로나이트를함유한혈암

과응회암이교대로쌓인층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지반의 강도부족이 변상의 원인이라고 판단되었다. 또

한널말뚝공법으로콘크리크라이닝을건설하 기때문

에콘크리트라이닝의배면에공동이생기는것도큰변

상의원인중에하나인것으로판단되었다.

위에서서술한변상원인들을근거로하여터널전노

선에걸쳐서우레탄으로공동을충전하 다. 노반부풀

음과 내공변위가 크게 발생한 장소에서는 일방향 교통

통제를 실시하여 인버트 시공과 동시에 록볼트로 보강

하 다.

사진 9. 배면 주입 상황

(a) (b)

그림 17.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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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공 공사

시공은그림 19에나타낸것처럼콘크리트라이닝천

정부에주입을위해천공하고, 3m의 천공간격으로콘

크리트라이닝천정부에좌우각1개씩확인공을천공하

다. 코어보링기계(시험용소형기기)로이용한천공은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 지반까지 천공경 60mm로 실시

하 다. 콘크리트라이닝내의강제지보공법을적용하

는부분은위치를옮겨서천공을다시실시하 다. 또한

본공사전에기존콘크리트라이닝의콜드조인트부분을

급결지수시멘트로충진하여주입할우레탄의누출을방

지하 다.(그림20)

주입관 부착은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 지반면에서

5cm 짧은길이로설치하 다.

사진12는배면주입을위한천공을보여주고있다.

(2) 우레탄주입

그림 18에 나타낸 변상구간에서 지하수 유출이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한 배면 주입이 가능하며, 주입 범위를

그림 18. 지질개요도

북측 남측

화강섬록암

조립현무암

비탈층흑색경질혈암

단층파쇄대

안산암질응회암

흑색경질혈암

안산암응회암류용암

비탈층유문암질응회암류

균열발생부분
크
레
스
트

변 상 구 간

사진 10. 균열 발생상황 사진 11. 콜드죠인트의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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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시키고(아치부 120°), 설비가 쉬우며, 다른 재료의

주입과비교하여작업성이우수하고, 에어모르타르(Air

mortar)와 동일한 강도를 가지는 12배 발포 우레탄(사

진13)을사용하여배면주입을실시하 다.

그림 19. 주입 구간 표준단면도

확인공
가스관 Ø60mm

주입공
가스관 Ø60mm 배면주입공(발포우레탄)

확인공

그림 20. 주입전 누출방지공법

기존 콘크리트 라이닝 이음

급결지수시멘트

사진 12. 배면주입을 위한 천공 사진 13. 발포우레탄

사진 14. 주입상황 사진 15. 시공 후



터널의 보수 및 보강(Ⅲ)

2323
Vol.9, No.4

주입압력은초기압에+0.2MPa 까지로하 다.

발포우레탄은 두 액체를 혼합시킨 폼(Form)을 형성

시키는 것을 사용하 고, 주입전 주입기계의 캘리브레

이션, 배합비율, 압축강도등의각종시험을실시하 다.

주입은 터널 구배에서 아래쪽 좌우의 주입구멍에서

시작하 으며다른확인공으로부터누출과동시에계획

된 주입량과 압력 상승이 확인 될 때까지 주입하

다.(사진14, 15)

2.5.4 유의점
배면주입의 선정에 있어서는 재료분리 및 블리딩이

적고, 주입후 체적 수축이 작아야 하며 공동을 충분히

충전시킬수있는유동성도요구되었다. 본 공사에서는

차량통행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의 신속성과

지하수에 의한 유출이 작은 점을 고려하여 고침투성의

우레탄을선정하 다.

또한배면주입을수행할시주입에의해다른부분에

서 누수가 발행할 수도 있고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배면주입시공과병행하여수발공의설치등지

하수위의상승방지를위한조치가필요하다.

2.6 록볼트공법과 덧대기판공법

2.6.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407.0 m

(2) 준공년월 : 1969년

(3) 단면형상 : 그림 21 참조

(4) 지형 및지질조건

본터널이위치하는주변의지역에는중고생대의점판

암, 사암및챠트가분포하고있으며, 또한지반정상부에

서는비교적대규모의화강반암암맥의관입이관찰되었

으며모암인점판암은접촉변성작용을받고있다. 퇴적

암류의 주 방향은 전반적으로 터널의 종단방향과 거의

직각으로교차하고있으며터널시작부로흐르는노반의

구조로되어있다. 다양한암석이번갈아존재하기때문

에투수의상태도암종상태에따라다르며이것이누수

의편재를좌우하는것으로판단된다.

터널에 향을 미치는 지반활동 및 붕괴지형은 관찰

되지 않았지만 터널 시작부에서는 다양한 암석이 번갈

아 겹쳐서 층으로 존재하며 단차지형이 부분부분 존재

하고사면아래방향으로두터운절벽이존재한다. 

2.6.2 조사 및변상
(1) 조사

점검차를 이용하여 근접 육안관찰을 실시하고, 해머

로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을 타격하여 도달하는 반사파

와 타진음에 의하여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타음검사를

실시하 다. 또한 이러한 실험결과로 상세전개도를 작

성하 으며, 콘크리트 라이닝중 한경간만 열화가 심하

게되었으며, 콘크리트라이닝강도가취약한것으로조

사되어 간이 보링을 실시하여 일축압축강도시험 및 중

성화시험을실시하 다. 표 2에나타낸것과같이현재

의 설계기준강도에 비하여 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성화 깊이도 5~10cm 정도로

타구간의 2cm에 비하면 중성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었

다.

그림 21.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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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현상

열화가 되어 강도저하가 현저한 100m 부근 한 경간

에서만골재의박리가예상되어철망공법으로응급대책

이실시되어있었으며배면공동도확인되었다.(사진17)

(3) 변상원인

전형적인 아치 한 경간에서만 변상이 존재하 으며,

기후와 지하수에 의해 변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료적측면에기인하는열화에의하여중성화가발생하

여표면열화로나타났다.

2.6.3 보수 및보강공법
콘크리트의 열화부위는 표면으로부터 골재의 박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큰 지반응력이 가해지지는 않지

만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어서 강판

과 시트를 콘크리트에 접착하여 일체화하는 아치부 보

강은큰 효과를기대할수없었다. 콘크리트라이닝강

도는 설계기준강도의 1/3정도(σmin=4.59N/mm2)이지만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가 최소 30~40cm 정도이고

NATM의 숏크리트의 강성 (E·A : 계수×단면적)과

동등하다고판단되어, 내면보강적인콘크리트보수와병

행하여록볼트보강공법과배면주입으로지반에 착하

여NATM적인내하력개선을실시하는것으로하 다.

콘크리트라이닝의열화부는제거후의단면복구가기

본이지만 아치 전지역에 걸쳐 전체적으로 강도가 부족

하고복구재의접착효과를기대할수없으며제거깊이

가콘크리트라이닝두께의1/3을넘을가능성있어제거

가 곤란하 다. 따라서 열화부분을 덧대기판으로 전면

피복하여박락을방지하고록볼트의반력체로서콘크리

트 라이닝에 응력전달이 가능하도록 강판을 사용하는

것으로하 다. 또한부분적열화대책인덧대기판을아

치전면에설치할필요가있으므로다음과같은가정과

함께시방을결정하여실시하 다.

사진 16. 변상 상황

사진 17. 변상 상황

표 2. 변상부분의 코어 시험결과

위 치
일축압축강도(N/mm2)

콘크리트라이닝두께(cm) 공동두께(cm)
터널내벽면측 지반측 평균

98.0 4.59 7.03 5.81 46 25
99.7 8.23 5.62 6.92 46 33
104.0 11.90 7.45 9.67 36 44

평균 7.5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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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덧대기판계산방법

①콘크리트라이닝표면10cm가열화(중성화에의한강

도가저하)하고박리및낙하조건에서검증하 다.

②열화된부위전체를강판으로피복하고강판은작

업성때문에 457×1500×4.5(24.2kgf/매)를 이용

하 으며, 복수의 앵커볼트로 열화부보다 깊은 부

위의콘크리트에정착하는방법으로하 다.

③강판의 계산은 열화부의 콘크리트 하중이 등분포

로작용하는것으로계산하 고, 구조는판의폭과

길이의비(앵커볼트위치) 중간부에앵커볼트를시

공함으로서 일방향의 판으로 되고, 또한 안전측면

에서길이가긴방향의앵커볼트사이를지간으로

하는단순보로하 다. 

④판의유효폭은도로교시방서(일본도로협회)에나타

낸플랜지의유효폭을적용하면약(0.7~0.8)b로되

지만중요도로보면전폭을유효하다고하 다.

⑤열화부의콘크리트의단위중량은현지시험에서는

1.91~2.05tonf/m3이지만 안전측면에서 γ=

2.35tonf/m3으로하 다.

⑥앵커볼트는타입식으로M12를이용하 으나인발

및 전단응력의 극한 내력은 건전한 콘크리트에서

의값이며현장에서도열화를확인하기위하여확

인시험을실시하는것으로하 다.

⑦이번 실험에서 피복두께는 콘크리트의 작은 시편

도낙하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 페구조를목적

으로하기때문에처짐제한(예를들면 S/ℓ≥300)

으로부터 판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또한작업성도나쁘기때문에제한을하지않았다.

⑧허용응력의증가분은낙하하중이 2년이상지속하

기때문에평상시고려하는증가분은실시하지않

았다.(그림22)

2.6.4 유의점
본 사례에서는 열화부위가 콘크리트 라이닝 한 경간

에걸쳐서발생하여철거혹은쪼아내는것이불가능하

그림 22. 대책공 상세도

록볼트 L = 3m 전면접착형
(프리스트레스 50kN·SD345)

덧대기판공법

공동충전

사진 18. 덧대기판+록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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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박락대책과 보강대책을 병용하는 것으로 하

다. 콘크리트라이닝의강도를회복시키는방법은없

지만근본적인대책인전면또는부분개축을할정도로

큰 균열 등의변형 및 변상이보이지 않고 지압의 작용

은작다고판단하여채용하 다.(그림23, 사진18)

2.7 강재지보재 및 숏크리트공법

2.7.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300m

(2) 준공년월 : 1893년~1980년에 공용, 현재는 철도

유산(중요문화재)

(3) 단면형상 : 마제형 (그림 24 참조)

2.7.2 조사 및변상
조사내용과그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육안관찰 : 누수, 이음부의 결손, 벽돌표면의 박리·

박락, 균열의육안조사

·터널천단주변에이음부표면의탈락이다수발생.

·벽돌 표면에 1~2cm 정도의 박리·박락이 터널 전

구간에걸쳐발생.(사진19)

·주로 토피가 얇은 터널입구부의 천단부에서 큰 폭

의균열과횡단방향의원주균열이발생.(사진20)

그림 23. 덧대기판 상세도

※ 표면으로부터 150×150의 베니어판에서
테이프로 구멍을 메꾸고 설치할 것. 장래 배면
주입공, 록볼트 타설용으로 사용

앵커볼트 및 정착재는 스테인레스
(SUS 304)로 한다.

베니어판 PL 457×1500×4.5
(55 400)아연도금

PL 457×1500×4.5

너트 M12용
스프링 와샤

와샤

앵커볼트 (타입식)M12

열화부

천공길이 Ø17.6

천공길이 170

볼트구멍 Ø20

강판 상세도

앵커 상세도

그림 24. 터널 단면도

조적식 라이닝
227×109×55

면 배수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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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면 공동조사 : Fiber Scope삽입에 의한콘크리트

라이닝내부및배면공동조사

터널 상부에 국도가 통과하는 구간에는 천단 종방향

으로길이12m, 폭 1mm 이상의균열이발생하 고, 천

단균열의전후에서원주균열이폐합하고있다. 이 폐합

부에서는벽돌이블록상으로되어있으며배면공동조사

결과배면에약25cm의균열이확인되었다.

(3) 터널 내공단면조사 : 3차원 측량에 의한 터널 내공

단면의형상조사

균열의폐합범위는천단균열부(벽돌블록의들뜸)에서

최대8.1cm의침하가발생하 으며측벽에서는내공단면

이외측으로최대변위2.1cm를나타내었다.(그림25)

2.7.3 보수 및보강
터널이있는지역은애추퇴적물과균열이작은양질

인응회각역암의경계가분포하고있다. 경계부는토압

이급격하게변화하는부분이되며그부분에서변형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큰폭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그림26) 또한터널입구측에는상대적인침하가

발생하 으며이것은터널의자중또는터널상부에존

재하고 있는 구조물의 자중에 의해 발생하는 터널입구

부의침하에의하여큰폭의균열로진행될가능성도고

려된다.(그림27)

사진 19. 벽돌 표면의 박리·박락

사진 20. 균열 상황

그림 25. 내공변위 상황도

최대변위 2.1cm

최대침하
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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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모식변상도

애추

응회각역암

그림 28. 균열발생 메커니즘

주변지반의 느슨함

연직압

큰 폭 균열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 공동

사진 21. 터널내부 전경

사진 22. 강재지보재와 숏크리트 시공후

그림 27. 모식변상도

응회각역암

애추

성토

기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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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균열폐합범위는토압의증가와지진등의외

압에 의한 터널의 붕락이 우려되기 때문에(그림 28) 터

널 표면의 보존(중요문화재)으로부터 안전을 우선시하

여강재지보재의설치및숏크리트에의한보강을실시

하 다. 그러나, 본터널은중요문화재이기때문에벽돌

표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아치부만을 숏크리트로 시공

하고측벽은강재지보재로내력을확보하 다(숏크리트

두께15cm, H-100×120 사용(사진21, 22)).

2.7.4 유의점
본 터널에서는 지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압의 증가

와지진의발생에의한터널의붕괴를방지하기위하여

강재지보재및숏크리트에의한보수를실시하 다. 단

본 터널은 중요문화재이며 벽돌을 표면에서 관찰이 가

능하도록숏크리트구간을아치부만실시하 고측벽부

에 강재지보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력을 확보하 다.

숏크리트공법은숏크리트와콘크리트라이닝표면과의

부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숏크리트 재료 그자체

가박리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표면의처리및청소를

확실하게한후숏크리트를시공하여야한다.

2.8 섬유매트와 모르타르를 이용한 현장타설 라이
닝 공법

2.8.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101.2m

(2) 준공년월 : 1933년 12월

(3) 단면형상 : 철도단선단면 (마제형)

(4) 지형 및지질조건 :  그림 29 참조

2.8.2 조사 및변상
(1) 변상현상

본터널은1933년에준공되었으며터널입구는중력식

콘크리트로 시공되었다. 1969년에 면벽을 교량의 받침

대로 사용하기 시작하 다. 기존의 터널입구부의 콘크

리트와교량받침인면벽사이에큰균열이발생하 다.

면벽접속부의균열

천단에횡단방향으로큰폭의균열이발생하 다. 특

히입구부부근의균열폭이현저하게최대 70mm에달

하 다.(그림30)

그림 29. 터널 단면도

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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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원인

기초 지지력이 부족하여 면벽이 침하를 일으키면서

기존터널입구부의경계면에서분리되어면벽과터널입

구부접촉부에균열이발생된것으로판단된다.

2.8.3 보수 및보강공법
면벽의변상은진행되지않았으며면벽또은터널입구

부의구체를지지하도록라이닝공법을시공하는것으로

하 다. 또한건축한계에대한내공여유가부족하기때

문에라이닝두께가작고보강효과가기대되는시멘트계

섬유보강재료에의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을채용

하 다. 또한수발보링과탄성방수시트에의하여동결

에의한팽창압발생을억제하 다.

(1) 공법의개요

본 공법은 PVA(폴리비닐알콜)섬유 모르타르판(리듐

보드)를 설치하여거푸집으로이용하고이것과기존콘

크리트 면 사이에 PVA 섬유 매트(리듐 매트)를 끼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것으로 박리나 박락을 방지할 수

있고인성이우수한시멘트계고인성모르타르(Ductility

Mortar)을형성하는공법이다.(그림31)

①공법의특징

·우수한균열저항성및분산효과

·큰휨내력

·내면의평활성을확보하여유수저항을저감

그림 30. 균열의 개요

균열

그림 31. 공법의 개요

탈 락

균 열

단면수복

리듐 매트+모르타르

리듐 보드

콘크리트
라이닝

리듐 매트

리듐 보드

앵커 볼트

모르타르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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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등의열화인자침투를방지하여내구성향상

·내공단면의축소를최소한으로억제함

·바탕면의단차와불륙

·경도의단면결손에따름

②PVA 섬유모르타르판

·목제 거푸집으로 변형된 새로운 시멘트계 거푸집

이다.

·인장보강재로서PVA섬유가혼입되어변형성능및

사진 23. 시공순서

(a) 앵커 볼트 시공 (b) 거푸집 부착

(c) PVA섬유매트 부착 (d) PVA섬유 모르타르판 부착

(e) 모르타르 주입 (f) 양생·거푸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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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충격성능에도우수하다.

·거푸집은 실하여 염분의 침투와 중성화를 억제

하는것이가능하다.

③PVA섬유매트(고인성매트)

·리듐 매트는 단섬유를 사용하여 매트형태로 제작

한것으로보강의방향성이없다.

·매트상의공간은모르타르의충전성에우수하다.

·단섬유보강재의균일한배치가얻어진다.

·기존콘크리트면에불륙으로추종가능하다.

④Ductility mortar (고인성모르타르)

·PVA섬유매트에모르타르를주입하고시멘트계섬

유보강재를형성한다.

·모르타르의 배합과 리듐매트의 도 변경이 가능

하며목적에대한적절한보강특성을확보하는것

이가능하다.

·인장강도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여도 PVA섬유 매

트에 인장응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균열폭이 약

1mm에 달할 때까지 전달되어 인장응력은 저하하

지않는다.

(2) 시공순서

사진23은시공순서를보여주고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4회에걸쳐공용중인재래식터널의유지관

리및보수/보강을위해 터널의변상조사및판정, 변

상형태와원인에따른보수/보강공법및사례에대하여

소개하 다. 재래식 터널의 보수 및 보강은 변상형태,

변상원인, 설계 및 시공시 자료, 지반조건같은 주변환

경, 시공성및경제성등고려할수있는모든여건을종

합적으로검토하여보수및보강을수행하고있다. 국내

도 1970년대 이후부터 국토종합개발에 의해 터널의 개

수와 총연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장대터널의건설이증대되고있다. 이러한터널은시간

의경과와함께유지관리가매우중요하며터널의공용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터널운 을 위하여

보수및보강은필수불가결할것이다. 합리적이고경제

적이며장기내구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는변상현상에

만국한된보수및보강공법의적용보다설계및시공자

료로부터변상원인및형태를모두고려한가장적합한

보수및보강공법을선택하고시공하여야한다. 지면관

계상 이번특집에 소개되지 않은보다 많은 보수 및보

강사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소개를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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